
감사의 

먼저 논문의 결실이 있기까지 늘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늦은 대학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논문의 시작부

터 끝까지 이론적 기초와 방향을 지도해주신 유승흠 원장님, 너무나 바쁘

신 중에도 늘 격려와 학문적 자문을 제시해주신 장양수 교수님, 세세한 부

분까지 여러 차례 기쁜 마음으로 논문의 완성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으

신 이태화 교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마무리 하면서 부족함과 아쉬움도 많지만 그보다는 너무나 소중

한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대학원 생활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학업의 시작부터 논문의 완성까지 너무나 많은 고마운 분들

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올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학위과정을 계속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심장혈관병원 강

면식 원장님과 모든 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김현옥 간호부원장님과 이상미 차장님, 정정인 선생님, 그리

고 간호부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신 김성순 교수님, 심혈관 질환에 대한 관심

을 일깨워주신 조승연 교수님,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격

려해 주신 홍용우 교수님, 내내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손주온 선생

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병원 생활 중에도 늘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수고를 아끼



지 않으며 108병동과 제2CCU를 지켜준 간호사 한분 한분께도 너무나 감

사하다는 말 을 전합니다. 

특별히 병실을 떠났지만 원히 사랑하는 후배로서 제게 무조건적인 믿

음과 사랑으로 논문의 완성을 도와 준 강세원, 박은정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보냅니다.

논문을 쓰는 순간순간 자기 일처럼 도와준 친구 이정애, 함께 학업을 하

며 서로 힘이 되어준 이은희 선생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이 있기까지 늘 기도와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하

는 일에 깊은 신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딸의 삶에 늘 넘치는 힘을 

주시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는 늦은 공부를 예쁘게 봐

주시고 늘 가슴 따뜻하게 격려해주신 시어머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언니를 지켜봐주고 용기를 심어준 소중한 동생 은정, 진이에

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아내 때문에 늘 버거

웠을 텐데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뒷바라지 해준 든든한 남편 임요훈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

는 아들 태빈이와 딸 유빈이에게 가슴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생전에 막내 며느리의 대학원 공부를 소원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시아버님과 저희 가족들께 이 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12월  한 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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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현재의 단편적인 환자관리를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

자관리를 통한 질 향상과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의료비 상

승요인의 하나로 대두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적인 접근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여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과 의무기록지 고찰을 통해 예비 표준진료지침의 

내용을 의료서비스 제공자용과 환자교육용으로 구성하 다. 예비 

표준진료지침 내용의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와 실무타당도를 검증 

한 후 최종 관상동맥우회술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 으며, 개발된 관상 

동맥 우회술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여 재원일수와 평균진료비를 평가 

하 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진료지침의 세로축을 검사, 식이, 약물, 의뢰, 활동, 사정, 처치, 교육/퇴

원계획 등 8가지 항목으로, 가로축은 입원일, 수술전날, 수술일, 수술후 일수, 

수술 후 기간으로  입원에서 퇴원까지로 결정하 다. 

2) 예비  표준진료지침 작성을 위한 문헌과 의무기록지 43개를 분석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용과 환자교육용으로 구별하여 표준진료지침을 작성하 다.  

총 재원기간은 9일로 선정하 으며, 의료서비스 제공자용의  항목별 내용은  

검사 15항목, 식이 8항목, 약물 11항목, 의뢰2항목, 사정 29항목, 처치 3항목, 

활동 9항목, 교육/퇴원계획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환자서비스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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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목별 내용은 환자평가 2항목, 검사 7항목, 처치 7항목, 투약 11항목, 식이 

9항목, 설명 및 교육 27항목으로 작성하 다. 

3) 예비 표준진료지침의 각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를 본 결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용 에서는 전체항목이 80%이상의 합의를 보 으며, 부분적으

로 수정한 항목 1항목, 추가된 항목이 1항목 있었다. 환자서비스제공자용에

서는 전체 항목이 80%이상의 타당도를 보 다. 

4) 2004년 6.5부터 7.15까지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한 환자 중  5명을 대상으로  

실무타당도를 검증하 다. 평균 재원기간은 10.2일이었으며, 대상자 중 1명

이 예전 퇴원일에, 3명이 예정보다 1일 늦은 수술 7일째에 퇴원하 고, 1명은 

수술 후 9일째에 퇴원하 다. 식이, 약물, 의뢰, 사정, 처치, 교육/퇴원계획 

역에서 예정된 경로대로 의료서비스가 진행되었으며, 검사 항목 및 활동 

역에서 변이를 볼 수 있었다. 환자교육용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 대해 예정된 

경로대로 진행되었다. 

5) 예비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및 실무타당도 검증 후 수정 및 추

가된 항목이 처치 역에서 1항목, 검사 역에서 2항목이 있었으며, 실무 타

당도 검증 후 검사 항목에서 1항목의 수정이 있었다. 

6) 최종 관상동맥 우회술 표준진료지침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용 표준진료지침, 

환자서비스교육용 표준진료지침으로 개발되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용 표

준진료지침은 검사 15항목, 식이 8항목, 약물 11항목, 의뢰 2항목, 사정 29항

목, 처치 31항목, 활동 9항목, 교육/퇴원계획 22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환자

교육용 표준진료지침은 환자 평가 2항목, 검사 7항목, 처치 7항목, 투약 11항

목, 식이 9항목, 설명 및 교육 27항목으로 개발되었다. 

7)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의 효과평가를 위하여 실험군은 2004년 7월에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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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29명, 대조군은 의무기록지 분석에 사용되었던 2003년 7월에서 11월  

대상자 43명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시차설계로 t-test를 적용한 결과, 평

균재원일수는 2일 감소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평균진료

비용은 6,897,298,(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 으며, 연구결과에 있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으나,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한 결과 환자 진료비용의 감소는 유

의한 차이가 있어 효과적임이 검증되었다. 

     표준진료지침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자 관리를 통하여 질 향상과 비용

효과성을 추구하고 효율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 연구에서 개

발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를 위한 표준진료지침은 앞으로 다른 질병의 적용과 

표준진료지침 개발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관상동맥 우회술의 표준진료지침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강요원들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한 환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만족도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와 표준진료지침을 전산화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

한다. 

핵심되는 말 : 관상동맥 우회술 표준진료지침, 질 향상, 비용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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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국제화, 개방화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실시

에 따른 경쟁의 심화, 포괄수가제 시행 등의 의료정책의 변화로 인해  의료비용 

측면의 재고와 동시에 의료 서비스, 나아가 건강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산출하여 국민의 질을 위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및 서구 선진국과는 반대로 관상동맥질환의 사망

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김일순, 1995). 

200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허혈성 심장 질환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93년 

13.3명에서 2003년 24.6명으로 11.3명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통계청, 

2004). 특히 심혈관계 질환은 의료비 상승의 주요요인으로 체계적인 환자관리

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질적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질환이다(Mahn, 1993). 

심혈관계 질환 중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관상동맥 협착에 따라 내과적 중

재 뿐만 아니라 외과적인 중재가 요구되기도 하는데, 관상동맥 우회술은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외과적 교정 수술로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관리는 그 특성

상 심장내과, 심장혈관외과 의사, 간호사, 양사 등 다 분야간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관리는 지속적이

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환자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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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관련 전문직간의 의사소통 문제 및 단편적이고 일관성 없는 환자관리로 인

해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의 시행, 검사나 처치의 지연 혹은 중단 등이 일어나게 

되어 환자관리의 질은 떨어지고, 재원기간의 연장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증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Graybeal, Gheen & Mckenna, 1993). 

현재 의료계의 당면문제와 현재의 환자관리 상태를 감안하여, 제한된 비용 

상환 범위 내에서 질적인 면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환자관리방법의 

필요성으로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례 관리를 임상 현장에 실행하기 위해서, 특정기간에 수행될 건강

관리 팀의 활동과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환자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활동 내용과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 표준진료지침이다(노기옥 등, 2001). 

표준진료지침은 정해진 시간선상에서 특정 건강 관련 상태에 대한 사정, 중

재, 치료, 결과 등을 기술한 다분야간의 환자관리계획으로, 다양한 질문유형이

나 대상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간호기능이외에 협력적인 간

호기능을 첨가하여 대상자 관리에 대한 다분야간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표준화된 환자 관리가 이루어져 합병증 발생 감

소와 재원기간 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다분야간의 의사소통 개선과 협

력의 증진, 환자와 가족 및 신규직원의 교육 등 환자관리의 질적 측면 뿐 아니라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점을 볼 수 있다(1998, 김기연). 

임상현장에서 노기옥(외 2인, 2000)의 자궁적출술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진료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한 대상자

의  만족도가 높고 재원기간이 짧으며, 진료비용이 더 저렴한 것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으며, 이를 통한  병상회전율의 증가로 병원수입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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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표준진료지침의 적용은 병원과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

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의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표준

진료지침도 시대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방식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만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의 개발에서 탈피하여, 환자 존중과 환자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의료 환경시스

템의 요구에 의한 환자 교육용 표준진료지침의 개발도 절실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자관리를 통하여 질 향상

과 비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용과 환자교육용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

가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고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는 환자

를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으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의 내용을 작성한다.

2) 작성된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와 실무 타당도를검증한다.

3)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에 대한 최종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한다.   

4)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여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와 1인당 

평균 진료비용으로 효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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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관상동맥 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관상동맥 우회술을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허혈성 

심근에 새로운 길을 통하여 혈류를 공급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증

상을 완화내지 소실시키며, 심근의 기능을 보존하는 효과적인 수술방법이다 

(조건현, 1993). 

(2)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1) 이론적 정의  

표준진료지침이란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환자의 질병 치료과정을 추적, 

관리하고자 고안된 도구로서, 정해진 재원기간 내에 기대되는 환자결과에 도달

하기 위해 시간 내에 일어나야 할 예측 가능한 주요, 핵심적인 사건들을 보여주

는 요약된 양식을 의미한다(Zander, 198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

는 환자의 수술 전일부터 퇴원일동안 주어지는 총체적이고 다분야 간의 협력과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포괄적인 환자관리 계획으로, 가로축에는 각 활동이 일어

나는 시간틀과 세로축에는 다학제간 건강관리 제공자들의  활동들을 나열한 도

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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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일수

본 연구에서는 환자가 입원하여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는 수술 전일부터 퇴

원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4) 비용

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환자의 수술 전일부

터 퇴원하는 날까지의 입원비로서 지정진료비, 병실차액, 식대, 수술비용이 포

함되며,  개인이나 보호자의 기타부대비용을  제외한 입원비 총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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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1. 사례관리와 표준진료지침 

현 의료계가 당면하고 있는 의료비 상승 문제, 의료자원의 제한 및 국민의 건

강요구 수준 증가 및 포괄 수가제 적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강관리전달체계가 아닌 새로운 대안적인 관리체계가 요구

되는데, 이것이 곧 사례관리로서 질 높고 비용 효과적인 건강관리 전달체계이

다. 사례관리는 1988년 New England Medical Center에서 Zander를 주축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 사례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지속적인 환자 

관리 제공을 통해 특정 기간 내에 기대된 환자결과에 도달하고자 미리 계획된 

접근이며 특히, 시간 효과 방법을 강조하여 최적의 환자결과를 달성하는 데 초

점을 두고 있다(Zander, 1988). 

사례관리를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실무에서 

빈도가 높거나 증가하고 있는 사례나 고가의 비용이 드는 사례, 대상 집단이 고

위험군에 속하는 사례들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게 적용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을 보아도 주로 관상동맥 우회술, 심근경색

증, 고관절 대치술, 제왕절개술 등 그 빈도가 높으며 비용소모가 많은 고위험 집

단을 대상으로 선정하 고, 최근에는 급성 관리 외에 만성관리가 요구되는 노

인, 재활환자 및 정신과 환자들에게까지도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례관리가 특정 집단에 정해진 시간틀 내에서 모든 건강관리팀의 노력을 

통합해서 환자결과를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특정 기간에 수행될 건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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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팀의 활동과 기대되는 환자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관리하는 것이라면 이를 도

식화한 것이 표준진료지침이다. 

Zander(1988)에 따르면 표준진료지침은 특정 진단명이나 처치명은 가로축

으로 나열된 시간틀과 세로축에 나열된 항목들 즉, 사정, 검사, 처치, 양, 약물, 

활동/안전, 교육, 퇴원계획, 의뢰, 결과 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시간대에 따라 종

류, 수준, 상황적 조건들로 세분화된다. 이외에 문헌과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사

용 중인 표준진료지침의 고찰을 통해 세로축에 나열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대부

분의 경우 공통적으로 검사, 처치, 약물, 식이 혹은 양, 활동, 교육, 의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현재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실제로 사례관리를 근간으로 

하여  표준진료지침을 개발, 적용한 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Cohen(1991)의 연구에서 제왕절개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에 따른 표준

진료지침을 적용한 군과 적용하지 않은 군 간의 평균 재원기간 및 비용을 비교

한 결과 적용한 군에서 초기에는 비록 보조적인 서비스 비용 증가를 보 으며, 

질적 간호제공을 통한 평균 재원기간의 단축과 빠른 병상 회전율로 인하여 환자 

측면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고, 병원 측에서는 수익이 증가하 다. 또한 

직접 간호제공시간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 16.84시간, 대조군은 평균 

12.28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긍정적 효과로서 환자 및 가족, 

건강관리팀간의 의사소통이 향상되고 불필요한 처치 및 간호의 배제로 환자관

리의 질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항암요법을 받는 환자와 흉곽 절개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표

준진료지침을 적용한 후 평균 재원기간과 비용 등을 비교한 결과 항암요법을 받

는 환자의 경우 재원기간이 5.89일에서 4.34일로 감소되었고, 사례당 비용도 

25%감소되었으며, 흉곽 절개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재원기간이 13.89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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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8.81일로 감소되었으며, 폐합병증율이 50%감소되어 현재는 5%미만으로 감

소되었다. 또한 표준진료지침 적용 전, 후의 환자 만족도와 직무만족도를 비교

한 결과 적용 후에 만족도가 더 증가하 으며, 특히 환자만족도의 증가는 환자

는 물론 가족의 환자관리의 참여와 이에 대한 정보제공 때문인 것으로 보고 하

다(Coffey, et al., 1992). 

표준진료지침을 이용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충수돌기 절제술(김용순 외 4

인, 1995:강윤숙, 1998), 관상동맥우회술(김기연, 1998), 제왕절개술(정경희, 

1998),척추후궁 절제술(김소연 외 1인, 1999), 슬관절 전치환술(김낙주, 1999) 등

의 도구를 개발한 논문이 있으며, 소수의 병원에서 원내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

여 적용한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서는 재원기간의 단축효과와 

비용절감 효과, 의사소통 중진효과, 직접간호시간의 증가, 교육의 확대, 환자와 

직원만족도 향상 등의 결과를 보고하 다. 

제 2형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한 입원 교육 프

로그램이 당뇨병 치료 목표인 혈당조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

나, 질병과 관련된 지식과 자가간호 이행은 전통적인 당뇨교육프로그램과의 통

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진료지침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는 너무 획일화될 수 있고, 의료

과실의 위험과 교육과 연구를 게을리 하기 쉬우며 윤리적인 문제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정진상, 1999). 

표준 진료지침을 적용하는데 있어 의무기록지에 기록한 후 표준진료지침의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는데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업무 과중을 불러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무지록지와 표준진료지침을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개선시켜

야 한다(정인옥,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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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몇몇 연구를 통해서 본 사례관리와 표준진료지침의 적용 시에 

이점은 건강관리에 환자 및 가족의 참여와 정보제공에 따른 환자만족도가 증가

하며, 협력적인 실무를 바탕으로 한 환자관리를 통해 직무만족도가 증가하며 질

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제공을 통한 재원기간 단축으로 병상회전율

이 빨라지고, 비용효과적인 환자관리를 통해 병원의 수익이 증가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건강관리팀의 특정 소수만이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

획을 인지하 기 때문에 환자 관리 중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처방이 없다

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가 없어 환자 관리 지연이 초래되었으나, 표준진료지

침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되고 전체적인 환자관리 계획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개발단계에서 다양한 자료, 전문가 의견 및 통계에 기초한 모든 관리 측면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중재를 도모할 수 있어 환자 

관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전문직과의 임상실무에 대한 

지식 교환 및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 관리 시 발생되는 차이를 줄이고 지속적으

로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표준진료지침은 병원으로 하여금 특정 환자

진단의 치료비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틀을 제공해 준다(김기연, 1998). 

우리 나라에는 아직 임상에 적용한 표준진료지침이 부족한 현실이며, 이를 

개발하여 임상에 적용함으로써 통합된 환자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로 하여

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게 하여 그 

결과 비용절감과 더불어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세워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김경희 외 4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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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를 위한 표준진료지침 

사회, 경제적 환경 및 생활 문화의 변화에 따라 순환기 질환 중 허혈성 심장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허혈에 따른 합병증과 허혈성 심장에 동반된 질환에 

대한 교정 수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서일 외 2인, 1993).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외과적 중재법인 관상동맥 우회술이 요구된다. 이는 

미국의 Favaloro가 처음 성공한 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미국에서만

도 한 해에 약 25만 명이 이 수술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에 처음 

사례가 보고 된 후, 점점 증가해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총 444건의 수술이 성공

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김형묵, 1991), 최근 더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가와 함께 외과적 중재로서 관상동맥 

우회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치료 성과가 높은 반면에 체외순환기 사용, 저체

온술 등으로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술 후 세 한 

관찰을 통한 합병증 예방 및 비정상적인 소견의 신속한 발견과 빠른 회복을 위

한 폐훈련 및 조기 이상 등의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및 환자 

관리에 관련된 모든 건강관리팀과의 연계를 통한 다학제적인 접근이 중요하게 

된다. 

몇 년 전만해도 미국의 경우 관상동맥 우회술의 평균 재원기간의 10-14일로

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수술이었으나 수술 중 관리상의 진보와 함께 합병증 

없이 신속한 회복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인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한 표준진료지

침의 적용과 다학제 간의 협력을 통해 최근에는 수술 후 4-5일 이내에 환자들이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Shinn, 199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재원

기간이 지연되어 있고,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원기간의 연장 및 그에 따



- 11 -

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감은 증가하 다.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여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McKenzie 등(1989)은 심도자술 시행 후 관상동맥 우

회술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에 따른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한 결과 평균 

재원기간이 약 1.1일 단축되었고, 비용은 약 1.270$정도 감소되었으며, 환자와 

직원의 만족도가 증가되었다. 

Strong & Sneed (1991)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 28명을 대상으로 표준진료

지침을 적용하여 수술 후 재원기간 및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평균 재원기간은 7.96일이었다. 

Overlake Hospital Medical Center 에서도 자체의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여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들에게 적용한 후 평균 재원일수가 적용 전, 후 각각 9.6일

에서 6.9일로 약 2.7일 감소하 고, 평균 비용은 적용 전 후 각각 $26,100에서 

$19,400으로 $6,700이 감소되었다. 

Mahm(1993)의 연구에서도 환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물, 임상검사, 호

흡기계 관리, 간호서비스 부분에서 $44,954로 절감되었으며, 평균 재원기간은  9

일에서 3일이 감소되었다.

심혈관계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한 국내 연구로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한 김기연(1998)의 연구이

외에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표준

진료지침만을 개발하여 환자교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의료기술의 향상

으로 재원기간이 줄어든 지금의 의료 현실과 맞지 않아 가로축인 시간틀에 있어 

재원일수를 최소화하고 세로축의 불필요한 처치와 항목들을 수정하여  현재 의

료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표준진료지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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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와 표준진료지침의 문헌고찰과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를 위한 표준

진료지침의 선행연구를 통해 그 이점을 살펴보았다. 관상동맥 우회술의 경우 고

도의 의학적 기술과 함께 수술 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환자관리가 요구되나 실

제 실무에서는 중복된 필요이상의 검사나 처치의 시행 검사의 지연 등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표준진료지침의 적용 연구는 이점을 고려할 때 그 

의의가 있다. 



- 13 -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지침을 개발하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서, 개발한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여 환자의 평균재원일

수와 평균진료비용을 통하여 적용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시차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non-synchronized 

design)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1) 1단계 : 관상동맥 우회술  예비 표준진료지침  작성

문헌고찰을 통하여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표준진

료지침과 연구대상병원의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분석하여  예

비 표준진료지침의 내용을 작성하 다. 예비내용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용(부록

1) 과 환자 교육용 (부록2) 으로 구별하여 작성하 다.      

  1) 의무기록지 선정 

2003년 7월 21일부터 11월 22일 까지 연구대상 병원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지 중 다음 대상자 기준에 알맞은  43개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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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혈성 심장질환만을 진단 받은 환자 

② 이전에 심장수술의 경험이 없는 환자

③ 다른 수술 절차를 병행하지 않고 관상동맥 우회술만 받은 자

④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없는 자(고혈압 제외)

⑤ 응급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는 경우가 아닌 자

   2) 예비  표준진료지침 내용 작성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대상자의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하여 표준진료지침 

의 구성틀과 내용을 작성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표준 진료지침은 주로  의

료서비스  제공자용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와  환자교육용으로 구별하여 예비 표준진료지침 내용이 작성되었다. 

(2) 2단계 : 예비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타당도 검증

    

1) 전문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심장내과 전문의와 심장혈관외과 전문의에 의해 각 항목

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작성된 예비 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를 총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장내과와 심장혈관외과 전문의 3인과 심장

내과와 심장혈관외과 수간호사 4인, 심장내과 병동 일반간호사 3인 등 총 

10인에 의해 CVI (Index of Content Validation, 이후 ‘CVI’라 한다)를 통

해 검증하 다.   

전문가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의 한 종류로 전문가 집단에 의해 판단될 

수 있으며(이은옥,  2001), 항목별  5점 척도 즉, 1점(전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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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적절하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적절하다), 5점(매우 적절하다)으

로 구성된 폐쇄형 질문지의 각 문항에 점수를 표기하도록 하 다. 

각 항목은  Lynn(1986)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CVI에서  80%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 다. 

   

2) 실무 타당도

전문가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진료지침의 예비내용에 대해서 실무 타당

도를 검증하 다. 2004년 6월 5일부터 2004년 7월 15일 기간 동안 관상동

맥 우회술을 받은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무 타당도를 검증하 다. 

  

가. 연구도구의 훈련 

2004년 6월 5일부터 2004년 7월 15일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병동 전체 간호사, 주치의, 수련의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면담을 통해 본 연구자가 설명하고 동의를 얻

은 후 적용하 다.  

나.  연구 자료 수집

① 자료과정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하여 수술날짜를 받고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기간과 치료동안의 상황(표준진료지침의 

적용)에 대한 안내를 하 으며, 환자교육용 표준진료지침을 교육하

다.  

② 대상자의 입원 시 표준진료지침을 환자의 의무기록지 앞에 비치하고 

경로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를 담당 간호사가 각 근무시마다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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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 다. 

③ 입원 시부터 매일 표준진료지침에 부합되는 의사처방이 나도록 대상자

의 처방전달시스템에 메모를 띄워 놓았다. 

④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환자 입원 시 간호정보 조사지와 함께 작성하도

록 하 다.

⑤ 연구자가 대상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매일 검토하여 처치 및 환자 관리 

내용이 표준진료지침과 비교하여 이탈된 경우, 그 내용과 원인을 미리 

작성된 표준진료지침의 변이 기록란에 기록하 다. 

(3) 3단계 : 최종 관상동맥 우회술  표준진료지침 개발 

전문가 타당도와 실무타당도를 통하여 예비 표준진료지침을 기본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확인과 수정작업을 진행하 으며,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

를 위한 최종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 다.   

   

     (4) 4단계 :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재원일수와 평균진료비에 대한 효과 평가 

    

개발된 최종 관상동맥 우회술의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여 표준진료지침

을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은 환자 대조군에 대한 재원일수와 평균진

료비를 통계적으로 비교하 다. 실험군은 2004년 7월에서 11월동안 관상동

맥 우회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 고, 대조군은 2003년 7월에서 11

월동안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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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 하 으며, 그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백분율로 분석하 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간의 동질성 검증은 x2-test 또는 

t-test로 분석하 다.

3) 실험군, 대조군간의 재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용의 차이는 t-test로 분

석하 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자의 편의에 의하여 일개 대학종합병원의 심장

혈관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하 으며,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의 효과평가에 대

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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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관상동맥 우회술 예비 표준진료지침 작성

문헌고찰을 통하여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표준진료지침과 연구대상병원의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의무기록을 분석

하여 예비내용을 작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교육용으로 구별하여 예비 표준진료지침을 작성하 다.

   (1)  표준 진료지침 구성틀

 1) 세로축 

국외 표준진료지침 2개와 국내병원에서 사용 중인 표준진료지침 2개, 

질환별 국내 학위 논문 10개 등을 고찰한 결과,  세로축은 사정, 검사, 처

치, 활동, 의뢰, 투약, 식이, 교육/퇴원계획, 환자결과/도달목표, 심리적 측

면, 간호중재, 이동 및 퇴원계획, 배액관, 평가의 14가지의 역이 조사되었

다. 질환별 표준진료지침에서  세로축의 항목으로는 사정, 검사, 처치, 활

동, 투약, 식이는 모든 표준진료지침에서 공통적 역으로 사용하고 있었으

며, 의뢰와 환자결과/도달목표는 4개의 표준진료지침에서, 교육 및 퇴원계

획은 8개의 표준진료지침에서, 이동 및 퇴원 계획은 2개의 표준진료지침에

서 채택하고 있었다. 간호중재 항목은 1개의 표준진료지침에서만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관상동맥 우회술 표준진료지침의 세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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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검사, 식이, 약물, 의뢰, 사정항목, 처치, 활동, 교육/퇴원계획의 8가지 

역으로 결정하 다.

 2) 가로축     

또한 본 연구의 표준진료지침에서 가로축의 시간틀은 의무기록지 분석

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가. 의무기록지 분석

2003년 7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연구 대상병원에서 관상동맥 우회

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지 43개를 분석하 다.

 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무기록을 분석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33명(77%)이었

고 연령은 50-59세가 14명(33%), 60-69세가 17명 (39%)이었다<표 1>.

 표 1.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3명)

항목 구분 실수(%)

성 남자 33(76.8)

여자 10(23.2)

합 43(100.0)

연령 40-49 3(7.0)

50-59 14(32.6)

60-69 17(39.5)

70세 이상  9(20.9)

합 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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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자의 재원기간별 특성  

 

입원기록으로 살펴본 재원기간별 특성은 <표 2>와 같다.  입원부터 수술 전

일까지 평균 재원기간은 2.84일,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3일로, 수술일부터 퇴원

까지의 평균 재원기간은 8.61일, 평균 총 재원기간은 11.7일이었다.  구체적인 의

무기록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술시점은 입원 후 2일째부터 보고 되었고  2일이 

12건(28.0%)이며, 3일이 총 26건(60.4%)으로 가장 많았다. 퇴원시점은 수술 후 5

일째부터 보고 되었으며, 수술 후 8일째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 후 7일째

가 10건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로축은 전문가집단의 협의를 통하

여  불필요한 처치 및 입원일수를 최소화하 고, 이에 준하여 총 재원기간을 9일

로 하여 입원 후 2일째에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후 6일째에 퇴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따라서  표준진료지침에서 가로축의 시간틀은 수술전날, 수술일, 수술후 일

수로 결정하 으며, 수술 후 기간은 의무기록지 분석을 바탕으로  1일에서 6일

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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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대상자의  재원기간별 특성 

                                                     (N=43명)

특성 재원기간(일) 수(%)

입원부터 수술까지 2 12(28.0)

3 26(60.4)

4 5(11.6)

합 43(100.0)

수술부터 퇴원까지 5 1(2.3)

6 1(2.3)

7 10(23.3)

8 13(30.2)

9 6(14.0)

10 3(7.0)

11 2(4.7)

12 3(3.5)

13 2(4.7)

기타 2(4.7)

합 43(100.0)

총 재원기간 9 5(11.6)

10 9(20.9)

11 11(25.6)

12 5(11.6)

13 3(3.5)

14 2(4.7)

15 2(4.7)

16 3(3.5)

17 1(2.3)

기타 2(4.7)

합 4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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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의료서비스 제공자용 표준진료지침 내용

    

의료서비스 제공자용 표준진료지침은 의료진이 직접 표준진료지침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료서비스의 내용으로 개발하 다. 예비 의료서비스 제

공자용 표준진료지침 내용을 제시하 다<부록 3>.  

① 재원기간  

     수술 전날 입원일로부터 퇴원하기까지 총 재원기간이 9일로 설정되었다.     

 

② 항목의 분류 

     검사, 식이, 약물, 의뢰, 사정, 처치, 활동부분, 교육퇴원계획으로 분류하 다. 

③ 항목별 내용 작성 

㉠검사 

의료서비스제공자가 환자의 재원기간 동안 제공해야 할 검사 항목으로 

혈액검사 및 심전도, 가슴사진촬  등 총 15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식이 

의료서비스제공자가 환자의 재원기간 동안 제공해야 할 식이 항목으로  총 

8항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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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의료서비스제공자가 환자의 재원기간 동안 투여해야 하는 약물에 관한 

항목들로 총 11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의 종류들을 단순화시켜, 처방에 따른 약물을 

수술일부터 수술 후 2일째까지 진행한 이후  수술 후 3일째부터 용량 조절이 

들어가도록 하 다. 또한  수술후 5일째의 심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  

β-Blocker 용량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항목을 두었다.  

 

㉣의뢰 

의료서비스제공자가 환자의 재원기간 동안 환자 관리를 위해 타과의 협의 

의뢰가 필요한 항목으로서 마취과 협의 진료와 심장내과 협의 진료에 관한 

총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 시 심장혈관외과를 통하여 입원을 하도록 하 다. 또한 

수술전날 마취과 협의진료를 보도록 하며, 심장내과 전과가  수술 후 3일째 

이루어지도록 하 다. 

 ㉤사정

의료서비스제공자가 환자의 재원기간 동안 환자 관리를 위해 사정해야 할 

항목으로 2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처치

의료서비스제공자가 환자의 재원기간 동안 환자 관리를 위해 처치해야 하는 

항목으로 3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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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통 발생 시 산소 흡입 항목과 흉부 가슴사진 촬  항목을 두었으며, 

Swan-Ganz catherter와 유치 도뇨관이 수술 후 1일에 제거될 수 있도록 

하 고, 기도관 제거와 비위관 제거는 수술당일로 두었다. 

 

㉦활동

의료서비스제공자가 환자의 재원기간 동안 환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관리해야 하는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수술하기 전의 활동으로는 병실 내 안정을 항목으로 두었으며, 수술 당일  

수술부위 다리 상승, 수술 후 1일째 혼자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하 다. 수술 

후 탄력스타킹 착용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 다.    

㉧교육퇴원계획

의료서비스제공자가 환자의 재원기간 동안 환자 관리를 위해 교육해야 되는 

내용 및 퇴원계획으로 2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기도관 제거 후 기침 및 객담격려에 대한 교육이 수술당일부터 시행되며, 

수술 전에 이루어졌던 교육내용들이 수술 후 1일째부터 수술 후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 다.  

3) 환자교육용 예비 표준진료지침 내용 작성   

환자교육용은 의료진이 표준진료지침에 대해 환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치료진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환자교

육용 표준진료지침은 의료서비스 제공용 표준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그림을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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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의학용어를 배제하여 알기 쉽게 구성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부록 

4>. 

① 재원기간  

기대된 재원일수는 9일, 입원일은 입원 전과 입원 후, 수술일은 수술 전과 수술 

후로 구별하 다.     

② 항목의 분류 

환자평가, 검사, 처치, 투약, 식이, 설명 및 교육으로 분류하 다. 

③ 항목별 내용 작성 

 

   ㉠ 환자 평가

     재원일수에 맞추어 환자가 받게 될  활력증후 및 체중, 신장, 수술 후 통증 및 

자연배뇨의 확인 등에 관한 내용으로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체중, 신장,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측정은 입원 후에서 퇴원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 검사

     재원일 수에 맞추어 환자가 받게 될 검사내용을 의미한다. 혈액검사, 심전도, 

가슴사진, 항생제 피부반응검사에 관한  7항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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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치

     재원일수에 맞추어 환자가 받게 될 수술 전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유치 도뇨관 

관리 및 수술부위 소독 등의 내용으로 7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투약 

     재원일수에 맞추어 환자가 받게 될 검사내용으로 11항목으로 구성되며,      

항혈전제 복용 중지 및 수술 전 수면제 투여, 수술 후 항생제, 진통제 투여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식이 

     수술 전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이에서 수술 전 금식, 수술 후 물 및  죽, 

일반식 투여에 대한 내용으로 재원일 수에 맞추어 환자가 받게 될  식이 내용   

 9개 항목이다. 

   ㉥ 설명 및 교육

     입원 교육 및 수술 전 Inspirometer 사용에 대한 교육, 수술 신청서 작성, 수술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 수술 후 관리에 대한 내용, 퇴원 교육 등에 대한 

내용으로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  예비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타당도 검증 

   

(1)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및 수정

작성된 예비 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를 심장내과와 심장혈관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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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과 심장내과와 심장혈관외과 수간호사 4인, 심장내과 병동 일반간호사 3인 

등 총 10인에 의해  CVI의 항목별 타당도를 검증하 다. 

의료서비스제공자용 표준진료지침 검증 결과에서는 전체 항목이 80%이상

의 타당도를 보여, 검사, 식이, 약물, 사정항목, 처치, 활동, 교육퇴원계획 항목을 

모두 채택하 으며, 부분적 수정이 필요한 1항목과 추가 항목에 대한 요구가 있

었다<부록 1>.

환자교육용 표준진료지침 검증결과에서는 전체 항목이 80%이상의 타당도

를 보여, 모든 항목을  채택하 다 <부록 2>.

전문가 타당도 검증 후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 의료제공자용 표

준진료지침의 예비내용에 대한 항목 중 처치와 검사 부분에서, 흉관 제거에 대

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함과  흉관 제거 후 가슴사진 촬 의 시행에 대한 내용을 

보강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어 수정하 으며, 환자교육용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내용은 수정이 요구되는 항목들이 없었다.  

표 3. 전문가 타당도 검증 후 수정된 내용 <의료서비스 제공자용 표준진료지침>  

(2) 실무 타당도 검증 결과 

전문가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진료지침의 예비내용에 대한 실무타당도를 검

항목 수정 및 추가 내용 

처치 흉관 완전제거(수술 후 3일) 항목 추가

검사 
흉관  제거 후 가슴사진촬   시행 

수술 후 2일째  가슴사진촬 을 3일째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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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 다. 

예비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진료지침을 2004년 6월 5일부

터 2004년 7월 15일까지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무 

타당도를 검증하 다.  

대상자 평균 연령은 68.2세로 연령범위는 56-74세 고, 남자 4명, 여자  1명이

다.  평균 재원기간은  10.2일이었고,  대상자 중 1명이 예정 퇴원일인 수술 후 

6일째에 퇴원하 고, 수술 후 7일째 3명, 수술 후 9일째에 1명이 퇴원하 다. 

1) 의료서비스제공자용 표준진료지침의 실무타당도  검증 

식이, 약물, 의뢰, 사정, 처치, 교육 퇴원 계획 역에서는 모든 사례에서   예

정된 경로대로 의료서비스가 시행되었다. 검사 역에서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표준진료지침 대로 시행되었으며, 대상자 모두 수술 당일에 심전도와 가슴사진

촬 을 시행하지 않고 입원일에 시행하 다. 

활동 역에서는  5명 대상자 중 수술 후 1일째 혼자서 식사가 가능한 환자가 

2명, 2일째 가능한 환자가 3명이 있었다. 

   

2) 환자교육용 표준진료지침 실무타당도 검증

환자교육용 표준진료지침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들에게 설명하 다.  

매일 매일 진행되는 것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대상자들은 쉽게 이해하 다.

3) 실무타당도 검증  후 수정 

의료서비스제공자용 표준진료지침 역에서의 검사 역의 변이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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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로 하 으며, 활동 역에서 변이된 내용은 대상자 수의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수정하지 않고 예비내용을 유지하기로 하 다. 실무타당도 검증 

후 수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표 4>. 

표 4. 실무 타당도 검증 후 수정된 내용<의료서비스제공자용 표준진료지침>

3. 관상동맥 우회술 최종 표준진료지침 개발  

전문가 타당도와 실무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 관상동맥 우회술 표준진

료지침을 작성하 다. 최종 의료서비스제공자용 표준진료지침은 검사 15항

목, 식이 8항목, 약물 11항목, 의뢰 2항목, 사정 29항목, 처치 31항목, 활동 

9항목, 교육/퇴원계획 22항목으로 개발되었으며, 환자교육용 표준진료 지

침은 환자평가 2항목, 검사 7항목, 처치 7항목, 투약 11항목, 식이 9항목, 

설명 및 교육 27항목으로 개발되었다<표 5, 6>.  

항목 수정내용 

검사   수술일의 심전도와 가슴사진촬   → 입원일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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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 관상동맥 우회술 표준진료지침 <의료서비스 제공자용>

항목 입원일 수술전날 수술일 POD#1 POD#2 POD#3 POD#4 POD#5 POD#6

검사

<Routine>

-혈액검사

-EKG, Chest PA

<Routine>

-SMA, Electro

-CBC,WBC, Plt

-PT,PTT

-Echo, EKG

-각종 Lab검사 및 결과 확인

-각종 Lab검사 및 결과 확인

 (주로 수술 당일과 동일)

-EKG , Chest PA

-Swan-Ganz Cath제거시 Tip Culture

-각종 Lab

-EKG(검)

-Chest tube 제거후

 Chest PA 시행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검

사 실시

식이 Gen(LF,LC) MN NPO NPO
-Extubation 6시간후부터 S.O.W

-Soft(HP)

Soft(HP)

Gen(HP)
Gen(HP)

약물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수술전 Prep 확인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및 용량조절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및 용량조절

-EKG 검사 결과에 따른 

β-blocker 용량조절

-항생제 변경

 (IV Orall Medi)

-퇴원 결정

-퇴원약 처방

의뢰 마취과 협진 결과확인 심장내과(Transfer in)

사정

항목

<Routine>

-간호력

-신체검진

-신장/체중측정

-V/S check

-흉통사정

-V/S check

-신장, 체중 측정

-V/S,  I/O  check

-Urine hourly check

-Cardiac Output 관찰

-환자 상태 관찰

  의식상태 ,  사지 움직임 

  부종 ,   수술부위

  피부상태 ,  말초 맥박, 순환

  통증 ,  삽입된 관 상태 등

-Cardiac Output측정 

-V/S, I/O check

-수술부위 사정

-욕창 여부 확인 및 사정

-V/S, I/O check

-환자상태 관찰

-수술부위 사정

-stool passing 확인

-V/S, I/O check

-환자상태 관찰

-수술부위 사정

-V/S check

-환자상태 관찰 

  (빈혈 등)

-수술부위 사정

-V/S check

-수술부위 사정

-V/S check

-수술부위

 사정

처치

필요시 

NTG 10T prep

흉통이 있을경우;

-심전도

-CK-MB

-O2 2L/min흡입

-Chest PA

<Prep>

-F/F/P 5ū /-F/P/C 5ū

-AXM, ABO screening

-Get op permission

 (보호자, 환자)

<저녁>

-Shaving

-Glycerine Enema

-Tub Bath

-Betadine Scrub

-EKG Monitoring

-Ventilator / -Suction

-심부체온 측정

-PAP, CVP monitoring

- Cardicac Output 측정

-Partial Bath

-필요시 External Pacing

-Extubation & 50% Mask, 

 비위관 제거

-S-G cath 제거

-PAP, CVP 모니터 제거

-수술부위 Dressing

-Nasal O2 3l/min

-유치도뇨관 제거후 자연배뇨 확인

-수술부위 Dressing
-수술부위 Dressing

- Chest Tube 완전  제거
-수술부위 Dressing -수술부위 Dressing

- 수 술 부 위    

Dressing

활동 병실내 안정

-ABR

-수술부위 다리 상승

-antiembolism Stocking 적용

-팔다리 운동 /혼자서 식사
-보호자 부축하에 병실 

보행(침상주변)

-wheelchair 이용 보행

-보호자 부축하에 병동

내 걷기(5회이상)
-혼자서 걷기

교육

퇴원

계획

-병실OT(병실안내서)

-NTG prep 및 복용법

-수술전교육(protocol)

-ICU Orientation 제공(환자,보호자)

-Extubation 후 기침, 심호흡을 통한 

객담배출 격려 

-보호자에게 환자상태 설명

-inspirometer 운동 격려

-고단백 식사의 중요성

-조기이상의 중요성

-안정시 수술부위 다리 상승

-흉관 및 bottle 관리법

-I/O 측정 방법설명 및 변기용기제공

-일반 병동 생활 안내

-약물 용량 조절시 

 투약교육
 

-퇴원결정(주치의)

-퇴원 교육:

     정상회복 과정

     보고해야할 증상

     약물 교육

     식이요법

     활동 수준

-외래 방문일 

검사 및 퇴원

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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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종 관상동맥 우회술 표준진료지침 <환자교육용>

입원일
수술전날

수술일
수술 1일째 수술 2일째 수술 3일째 수술 4일째 수술 5일째

수술 6일째

(퇴원일)입원전 입원후 수술 전 수술 후 

환자

평가

체중, 신장, 혈압, 맥박, 호흡, 체온측정                                                                               

*통증 및 자연배뇨 확인

 (유치도뇨관 제거후)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가슴사진 촬

*항생제 피부 반응검사

*심전도 촬

*필요한 혈액검사,심

전도,가슴사진 촬

*필요한 혈액검사, 심전

도, 가슴사진 촬

처치

*관장

*수술부위면도와 목욕

(손,발톱,메니큐어지움)

*수술부위 베타딘 피부

소독

*속옷을 벗고 환

의만 입습니다(장

신구, 의치,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

기, 가발 제거)

*기도삽관 제거 후 산소 

흡입

*유치도뇨관, 정맥 카테터 

제거

*수술부위 소독

투약

항혈전제는 수술 

1주일전부터 복

용을 중지

기존의 약복용

(항혈전제 제외)

*기존의 약복용

*수면제 복용

*수액정맥주사

*항생제

 마취유도제 투여

*처방에 따른 약물투여

*필요시 진통제 투여

*수액주사 유지

*처방에 따른 약물투여 *주사항생제에서 

경구항생제로 바뀝

니다. 

식이

저지방저콜레스

테롤 식이

*자정이후 금식 *금식 *금식 *기도삽관 제거 6시간후

부터 물 섭취

*이후 죽(고단백식이)

*죽(고단백)

*일반식(고단백)

*일반식(고단백)

설 명  

 및

교육

*입원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

약서를 작성합니

다. 

*입원장을 받은 

후 병실로 가십

시오

*병실안내를 받

습니다.

*inspirometer를 

제공받아 심호

흡 연습을 합니

다. 

*담당의사로부터 수술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술실은 심장혈

관병원 7층에 있

습니다. 

*담당간호사가 수

술 전 처치를 마

치면 수술실로 직

원이 모시고 갑니

다.

*보호자분은 수술

실 앞 보호자대기

실 또는 병실에서 

기다리십시오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면 

중환자실 안내를 받습

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인공

호흡기, 각종모니터링, 

약물요법 등 집중치료

를 받게 됩니다. 

*대기실에 계시면 회진 

후 주치의를 만날 수 있

습니다. 

* 환자면담은 오전 12시

부터 10분간이며 보호자 

1인만 가능합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 기

침과 심호흡을 해야 합니

다. 

*침상안정 시 수술 부위 

다리는 상승시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침상

에서는 팔다리 운동을 하

도록 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도록 합니다. 

*일반병실로 이동

합니다.

*기침과 심호흡을 

자주 하셔야 합니

다. 

*보호자 부축 하에 

침상주변의 보행 

및 휠체어를 이용

한 운동이 가능합

니다

*탄력스타킹을 착

용합니다.

*흉관은 빠지지 않

도록 조심하시고 

통에 있는 액이 역

류되지 않도록 통

을 흉관삽입부위보

다 높이 올리지 않

도록 주의 합니다. 

*보호자 부축

하에 병동내를 

걷습니다(5회)

*심장외과에

서 심장내과로 

주치의가 바뀝

니다

*혼자서 병

동 내를 걸

어봅니다.

 

*주치의로부터 퇴

원이 결정되면 전

일퇴원에 대한 설

명을 듣습니다. 

*진단서를 원할 경

우 퇴원 전에 미리 

담당간호사에게 말

하십시오

*심장혈관병

원 원무과(2

층)에서 퇴

원 수납 후 

간호사실로 

가십시오

*담당간호사

로부터 외래

예약, 혈액

검사, 퇴원

약 및 퇴원 

후 주의사항

에 대해 설

명을 듣습니

다. 

*환자상태에 따라 치료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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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된 표준진료지침 효과 평가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2004년 7월에서 11월까

지 관상 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 으며, 그 효과를 비

교하기 위해 지난해 같은 기간 2003년 7월에서 11월까지 수술을 받은 환자

를 대조군으로 하 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직업유무,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 등을 조사

하 으며, 그 결과는 실험군과 대조군별로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성은 실험군에서 남성 21명(72.4%), 여성이 8명(27.6%)으로 남성이 

많았으며, 대조군에서도 남성 33명( 76,7%), 여성 10명(23.3%)로 남성이 많았다. 

연령에 있어서는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64,9세, 대조군의 

평균연령은 61,9세로 낮았다. 직업에 있어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실험군에서

는 24명(82.8%), 대조군에서는 32명(74.4%)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실험군에서

는 중졸이하가 15명(51.7%), 고졸이하10명(34,5%) 대졸이상 4명 (13.8%)으로 나

타났으며, 대조군에서는 중졸이하 24명(55.8%), 고졸이하 12명(27,9),  대졸이상 

7명(16.3%)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관하여 실험군의 경우는 21명(72,4%)

이 있으며, 대조군의 경우 31명(72,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대상자 중 중증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상동맥 조

술 결과에 따라 심장의 관상동맥의 주요 세 혈관 중 막힌 혈관의 개수로 중증

도를 분류하 다. 이에 두 혈관이 막힌 2VD은 실험군이 5명(17.2), 대조군이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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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이 으며, 세 혈관이 모두 막힌 3VD은 실험군이 24명(82.8), 대조군이 26명

(83.7)으로 나타났다.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 중 표준관리지침을 적용받은 실험군과 적용받지 않은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²-test 또는 t-test를 사용한 동질성 

검증에서는 전체 항목에 대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7.>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험군,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N=72)

        2VD*   2 vessel coronary artery occlusion disease  
    3VD**  3 vessel coronary artery occlusion disease

변수 구분
실험군 대조군

X
2

P
n=29(%) n=43(%)

성 남 21(72.4) 33(76.7)
-0.992 0.603

여 8(27.6) 10(23.3)

연령 40-50 1(3.5) 3(7.0)

-0.192 0.859

50-60 3(10.3) 14(32.6)

60-70 18(62.1) 17(39.5)

70대 이상 7(24.1) 9(20.9)

평균연령 64.9 61.9

직업 유 5(17.2) 11(25.6)
-1.135 0.286

무 24(82.8) 32(74.4)

교육정도 중졸이하 15(51.7) 24(55.8)

-0.520 0.803고졸이하 10(34.5) 12(27.9)

대졸이상 4(13.8) 7(16.3)

배우자 유 21(72.4) 31(72.1)
-1.135 0.467

 무 7( 24.1) 12(27.9)

중증도 2VD* 5(17.2) 7(16.3)
-0.842 0.712

3VD** 24(82.8) 2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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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관리지침의 적용효과

관상동맥 우회술의 표준관리지침을 적용받은 실험군과 적용 받지 않은 대조

군간의 재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용의 차이는 t-test를 통하여 분석하 다. 

(1) 평균 재원일수 비교

대조군의 총 재원일수는 19.674일로 실험군의 경우 17.103일로 나타났으며, 

표준관리지침을 적용한 수술 전일에서 퇴원일의 재원일수를 비교해 보면 기존

의 대조군이 14.047일인 것에 비하여 실험군의 경우 12.655일로 단축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입원기간동안 재원일수의 변화는 입원과 수술일사이

의 입원일보다는 수술 이후의 경과에 따라 재원일수에 향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실험군의 경우 표준관리지침 적용을 통하여 수술 6일째 퇴원한 경우가 3명

(10.3%)이 있었으며, 표준관리지침의 적용 후  평균 재원일 수가 단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8>.

표 8. 실험군, 대조군 평균 재원일 수 비교      

                                             (N=72)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

재원일수

실험군 12.655 4.345

-1.08 0.285

대조군 14.047 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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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 진료비용 분석

실험군의 총 진료비는 9,586,430원으로 대조군의 경우 9,719,169원으로 나타

났으며, 표준관리지침을 적용한 수술 전일에서 퇴원일 사이의 진료비용을 비교

해 보면 대조군의 경우 7,876,055원인 것에 비하여 실험군의 경우 6,897,298원으

로 감소되었다. 표준진료지침을 이용한 기간 동안의 평균진료비용에 있어 대조

군에 비해 실험군이 978,757원이 적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9>.

본 연구에서는 1인당 평균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는 연구병원의 원무과에 의

뢰하여 얻었으며, 실제 환자가 부담한 입원비용을 그대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지정진료비, 병실차액, 식대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결과에 대하여 객관성을 도모

하 다.

표 9. 실험군, 대조군  1인당 평균 진료비용 비교     

             (N=72) (unit : 원)

p <0.05

본 연구를 통하여 관상동맥우회술 표준진료지침의 적용은 평균진료비용의 

감소와 환자 본인 부담금의 감소로 환자 만족도를 상승시켜주고, 병실회전율의 

증가로 병원 수익의 증대에도 기여함을 보여 주었다.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1인당 

평균

진료비용

실험군 6,897,298 2625569.6

-2.40 0.020*

대조군 7,876,055 1618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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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토 의 

 

1. 연구 방법에 관한 논의

본 연구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

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서, 문헌고찰과 의

무기록지 분석을 통하여 예비 내용을 마련하고 이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실무타

당도를 검증하 다. 

기존의 표준진료지침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진만을 위한 

표준진료지침이 개발되어져 있어, 환자에게 표준진료지침과 그 목적 및 과정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용 

표준진료지침 뿐만 아니라 환자교육용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서비스  적용 시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 다.     

예비 표준진료지침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는 전체 항목에 대해 모

두 80%이상의 합의율을 보 으며, 이러한 결과는 관상동맥 우회술 대상자의  

실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료 과정을  충분히 반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개발된 평가기준에 대한 효과 검증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설정에 있어  대상자 

수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무기록지 분석을 하 던 대상자를 대조군으

로 선정하 다. 그 이유는 관상동맥우회술이라는  수술사례가 많지 않아 짧은  

연구기간동안 충분한 대상자 수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기간을 달리한 실

험군과 대조군의 선정이 불가피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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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에 관한  논의

예비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의무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 재원일수 

는 11.7일로서 미국 보건재정청(HCFA)에서 정한 11일과 비교하여 약  하루정도 

지연되었고 입원일부터 수술일까지의 평균 재원기간은  3일정도로 이 기간 중

에 시행된 서비스내용을 분석한 결과 검사나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처치없이 병실확보를 위해 입원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를 보면 수술 2일 전에 입원하거나 수술 전날에 입원하여 수술 전 교

육과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Beyea, 1996 : Wadas, 1993)  총 재원기간이 

우리의 경우보다 짧았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는 수술 후 퇴원이 빠르

지 않아 그 만큼 병실점유율이 높았지 때문이며  입원실 확보가 어려워 환자들

이 수술을 위해 몇 일전부터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

한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수술일까지 퇴원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진단을 위한 검사(예, 관상동

맥 혈관 조 술)를 실시할 때에도 예약이 늦어져 몇 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본 연구의 표준진료지침에서는 이러한 불필요

한 입원기간을 없애고자 하 다. 

표준진료지침의 적용에 있어 환자 중증도를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중증도에 대한 동질성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좀 더 세분

화된 중증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어 지며, 기존의 표준진료지침의 효과 검증에

있어 환자의 중증도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에 비해 의미있는 기초자료로 보아

진다. 

수술일부터 퇴원까지의 평균재원기간이 표준진료지침에서는 6일로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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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비해 비용효과검증에서는 12.6일로서 나타났다. 이는 실험군의 대상자 중 만

성질환이나 감염, 합병증으로 인한 대상자의 퇴원지연으로 인한 평균재원일수

에 향을 받은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Strong & Sneed(1991)의 연구결과에서는  7.96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

과가 약 5일 정도 지연됨을 볼 수 있으며 서비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술일로부

터 수술 4일째까지는 수술 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인 치료 및 간

호를, 수술 5일째부터는 퇴원까지는 수술 후 회복증진을 위한 치료와 간호를 제

공하 다. 그러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 5일째부터 퇴원까지 필요한  경

우에 혈액검사, 전해질  검사, 가슴촬  검사, 심전도 검사나 약물투여를 실시하

고 6일째에 퇴원이 가능하게 하 다.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이 관리에 많은 노

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재원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연구에서  표준관리지침에 따라 환자 관리가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

유는 환자 관리에 참여한 건강관리요원에게 사례관리와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지 못하여 인식이 부족하 고 이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사례

관리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김기연, 1998). 실제로 표준진료지침

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그 개발과 적용을 위해 먼저 사례관리 및 표

준관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해를 도왔고(Coffery et al..1992), 이를 관리

하는 사례관리자가 있어  표준관리지침에서 이탈될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하여 문

제점이 환자에게 있는지, 의료진에게 있는지, 병원시설이나 장비 등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조정하고 있었다(Beyea, 1996). 따라서 사례관리 및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진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를 육성하기위한 노력이 실무

와 학계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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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료현실 상 3차 진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어 병실확보가 더

욱 어려워지고 보다 복잡한 문제를 가진 환자들의 내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표

준진료지침을  개발, 적용하여 보다 질적이며 비용효과적인 환자관리를 한다면 

조기퇴원을 이룰 수 있고 병상회전율도 빨라짐에  따라 병실확보를 위해 몇 일 

전에 입원을 하는 경우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국외의 경우, 수술 후 추후관리

는 가정간호기관이나 심장재활센터에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병

원 재원기간이 우리와 비교해 상당히 짧다(Beyea, 1996; Shinn, 1994). 그러므로 

병원중심으로 개발된 표준진료지침과 현재의 가정간호사업과 연결시켜 입원기

간동안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퇴원 후의 추후관리를 한다면 조기퇴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환자는 물론 병원측면에서의 이익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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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현재의 단편적인 환자관리를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

는 환자관리를 통한 질 향상과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의료비 상승요인의 하나로 대두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적인 접근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

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문헌과 국내외 사용 중인 표준진료지침의 고찰을 통하여 표준진료지침 

구성틀을 형성하 고, 예비 표준진료지침을 작성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수

행된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고자 2003년 7. 21부터 11. 22까지 서

울 Y대학 부속병원의 심장혈관병원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고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후 퇴원한 환자들의 의무기록지 중 열람이 가능 

했던 43개를 분석하 다. 

작성된 예비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를 실시하 으

며, 실무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2004. 6. 5부터 7. 15까지 허혈성 심장질

환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검증 한 

후 최종 표준진료지침을 확정하 다. 

최종 개발된 관상동맥 우회술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여  2004. 7월부터 

11월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재원일수와 평균진료비

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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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진료지침의 세로축을 검사, 식이, 약물, 의뢰, 활동, 사정, 처치, 교

육/퇴원계획 등 8가지 항목으로, 가로축은 입원일, 수술전날, 수술일, 수

술후 일수, 수술 후 기간으로  입원에서 퇴원까지로 결정하 다. 

2) 예비 표준진료지침 작성을 위한 문헌과 의무기록지 43개를 분석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자용과 환자교육용으로 구별하여 표준진료지침을 작성

하 다. 총 재원기간은 9일로 선정하 으며, 의료서비스 제공자용의  

항목별 내용은 검사 15항목, 식이 8항목, 약물 11항목, 의뢰 2항목, 사

정 29항목, 처치 3항목, 활동 9항목, 교육/퇴원계획 22항목으로 구성되

었으며, 환자서비스교육용의 항목별 내용은 환자평가 2항목, 검사 7항

목, 처치 7항목, 투약 11항목, 식이 9항목, 설명 및 교육 27항목으로 작

성하 다. 

3) 예비 표준진료지침의 각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를 본 결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용 에서는  전체항목이 80%이상의 합의를 보 으며, 

부분적으로 수정한 항목 1항목, 추가된 항목이 1항목 있었다. 환자교육

용에서는 전체 항목이 80%이상의 타당도를 보 다.  . 

4) 2004년 6.5부터 7.15까지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한 환자 중  5명을 대

상으로 실무타당도를 검증하 다. 평균 재원기간은 10.2일이었으며, 대

상자 중 1명이 예전 퇴원일에, 3명이 예정보다 1일 늦은 수술 7일째에 

퇴원하 고, 1명은 수술 후 9일째에 퇴원하 다.  식이, 약물, 의뢰, 사

정, 처치, 교육/퇴원계획 역에서 예정된 경로대로 의료서비스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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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검사 항목 및 활동 역에서 변이를 볼 수 있었다. 환자교육

용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 대해 예정된 경로대로 진행되었다. 

5) 예비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및 실무타당도 검증 후 수정 

및 추가된 항목이 처치 역에서 1항목, 검사 역에서 2항목이 있었으

며, 실무 타당도 검증 후 검사 항목에서 1항목의 수정이 있었다. 

6) 최종 관상동맥 우회술 표준진료지침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용 표준진료지

침, 환자교육용 표준진료지침으로 개발되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용 표

준진료지침은 검사 15항목, 식이 8항목, 약물 11항목, 의뢰 2항목, 사정 

29항목, 처치 31항목, 활동 9항목, 교육/퇴원계획 22항목으로 구성되었

으며, 환자교육용 표준진료지침은 환자 평가 2항목, 검사 7항목, 처치 7

항목, 투약 11항목, 식이 9항목, 설명 및 교육 27항목으로 개발되었다. 

7)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의 효과평가를 위해서 실험군은 2004년 8월에서 

11월 대상자 29명, 대조군은 의무기록지 분석에 사용되었던 2003년 8

월에서 11월 대상자 43명으로 하 다. 평균재원일수는 2일 단축되었으

며, 평균진료비용은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이 975,757원 감소하여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는  표준진료지침을 통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자 관리를 

통해서 질 향상과 비용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한 접근법으로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해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의 건강서비스에 효율성과 효

과성을 제공하여 환자 건강결과에 이바지할 수 있다.



- 43 -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관리에 관련된 건강요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한 군과 적용하지 않은 군에 대한  환자만

족도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3) 질 향상을 위한 표준진료지침을 적용 시 발생되는 차이와 그 원인을 분

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4) 효과적으로 표준진료지침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전산화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5) 병원중심의 표준진료지침과 가정간호사업과의 연계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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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예비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용 표준진료지침>

역 입원일 타당도

검사
<Routine>

  -혈액검사
100

식이 일반식(저지방저콜레스테롤) 100

약물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90

사정항목

<Routine>

  -간호력
100

  -신체검진 100

  -신장/체중측정 100

  -V/S check 100

  -흉통사정 100

처치

필요시 NTG 10T prep 100

흉통이 있을경우;

  -심전도
100

  -CK-MB 100

  -O2 2L/min흡입 100

  -Chest PA 100

활동 병실 내 안정 90

교육퇴원계획
-병실 OT(병실안내서) 100

-NTG prep 및 복용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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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술 전날 타당도

검사

<Routine>

-SMA, Electro
100

-CBC,WBC, Plt 100

-PT,PTT 100

-Echo, EKG 100

식이 MN NPO 100

약물 수술전 Prep 확인 100

의뢰 마취과 협진 결과확인 100

사정항목
-V/S check 100

-신장, 체중 측정 100

처치

<Prep>

  -F/F/P 5ū /-F/P/C 5ū
100

  -AXM, ABO screening 100

  -Get op permission (보호자, 환자) 100

<저녁>

  -Shaving
100

  -Glycerine Enema 100

  -Tub Bath 100

  -Betadine Scrub 100

교육퇴원계획 -수술 전 교육(protoco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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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술일 타당도

검사
-각종 임상병리검사 및 결과 확인 100

-심전도, 가슴사진촬 100

식이 금식 100

약물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90

사정항목

-V/S,  I/O  check 100

-시간당 소변량 100

-Cardiac Output 관찰 100

-환자 상태 관찰

  (의식상태,  사지 움직임 

  부종,   수술부위

  피부상태,  말초 맥박, 순환

  통증,  삽입된 관 상태 등)

100

처치

-EKG Monitoring 100

Ventilator / -Suction 100

심부체온 측정 100

PAP, CVP monitoring 100

Cardicac Output 측정 100

Partial Bath 100

필요시 External Pacing 100

Extubation & 50% Mask, 비위관 제거 100

활동

-ABR 100

-수술부위 다리 상승 100

-혈전방지용탄력스타킹 적용 100

교육퇴원계획 -ICU Orientation 제공(환자,보호자) 100

-Extubation 후 기침, 심호흡을 통한 객담

배출 격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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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술 후 1일째 타당도

검사

-각종 임상병리검사 및 결과 확인

 (주로 수술 당일과 동일)
100

-심전도 , 가슴사진촬 100

-Swan-Ganz Cath 제거시 Tip Culture 100

식이
-Extubation 6시간후부터 S.O.W 100

-죽(고단백) 100

약물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90

사정항목

-Cardiac Output측정 100

-V/S, I/O check 100

-수술부위 사정 100

-욕창 여부 확인 및 사정 100

처치

-Swan--Ganz Cath 제거 100

-PAP, CVP 모니터 제거 100

-수술부위 소독 100

-산소흡입 3l/min 100

-유치도뇨관 제거후 자연배뇨 확인 100

활동 -팔다리 운동 /혼자서 식사 90

교육퇴원계획

-보호자에게 환자상태 설명 100

-inspirometer 운동 격려 100

-고단백 식사의 중요성 100

-조기이상의 중요성 100

-안정시 수술부위 다리 상승 100

-흉관 및 bottle 관리법 100

-I/O 측정 방법설명 및 변기용기제공 100

-일반 병동 생활 안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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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술 후 2일째 타당도

검사
-각종 Lab 100

-심전도 100

식이
죽(고단백) 100

밥(고단백) 100

약물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90

사정항목

-V/S, I/O check 100

-환자상태 관찰 100

-수술부위 사정 100

-배변 확인 100

처치 -수술부위 소독 100

활동
-보호자 부축 하에 병실 보행(침상주변) 100

-wheelchair 이용 보행 100

항목 수술 후 3일째 타당도

식이 밥(고단백) 100

약물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및 용량조절 90

의뢰 심장내과로 전과처리 100

사정항목

-V/S, I/O check 100

-환자상태 관찰 100

-수술부위 사정 100

처치 -수술부위 소독 100

활동 -보호자 부축 하에 병동 내 걷기(5회이상) 100

교육퇴원계획 -약물 용량 조절시 투약교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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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술 후 4일째 타당도

검사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100

약물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및 용량조절 90

사정항목

-V/S check 100

-환자상태 관찰 (빈혈 등) 100

-수술부위 사정 100

처치 -수술부위 소독 100

활동 -혼자서 걷기 100

항목 수술 후 5일째 타당도

검사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90

약물
-심전도 검사 결과에 따른 β-blocker 용량조절 100

-항생제 변경 (정맥 경구) 100

사정항목
-V/S check 100

-수술부위 사정 100

처치 -수술부위 소독 100

교육퇴원계획

-퇴원결정(주치의) 100

-퇴원 교육:

  정상회복 과정 
100

  보고해야할 증상 90

  약물 교육 100

  식이요법 100

  활동 수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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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술 후 6일째 타당도

약물
-퇴원 결정 100

-퇴원약 처방 100

사정항목
-V/S check 100

-수술부위 사정 100

처치 -수술부위 Dressing 100

교육퇴원계획 -외래 방문일 검사 및 퇴원약 제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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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환자교육용 표준진료지침>

항목 입원 전 타당도

투약
항혈전제는 수술 1주일전부터 복용을 중

지합니다. 
100

설명 및 교육

입원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약서를 작

성합니다. 
100

입원장을 받은 후 병실로 가십시오 100

항목 입원 후 타당도

환자평가 체중, 신장,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측정 100

검사

혈액검사 100

심전도 100

가슴사진 촬 100

투약 기존의 약복용(항혈전제 제외) 100

식이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이 100

설명 및 교육

병실안내를 받습니다. 100

Inspirometer를 제공받아 심호흡 연습을 

합니다. 
100

항목 수술 전날 타당도

환자평가 체중, 신장,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측정 100

검사
항생제 피부반응검사 100

심전도 퐐 100

처치 관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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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위 100

면도와 목용(손, 발톱, 메니큐어지움) 100

수술부위 베타딘 피부소독 100

투약
기존의 약 복용 100

수면제 복용 100

식이 자정이후 금식 100

설명 및 교육
담당의사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00

항목 수술일/수술 전 타당도

환자평가 체중, 신장,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측정 100

처치
속옷은 벗고 환의만 입습니다.(장신구, 의

치,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가발 제거)
100

투약

수액정맥주사 100

항생제 100

마취유도제 투여 100

식이 금식 100

설명 및 교육

수술실은 심장현관병원 7층에 있습니다. 100

담당간호사가 수술 전 처치를 마치면 수

술실로 직원이 모시고 갑니다. 
100

보호자분은 수술실 앞 보호자대기실에서 

기다리십시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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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술일/수술 1일째  타당도

환자평가
체중, 신장,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측정 100

통증 및 자연배뇨확인(유치도뇨관 제거후) 100

검사
필요한 혈액검사 100

심전도, 가슴사진 활 100

처치
기도삽관제거 후 산소흡입 100

유지도뇨관, 정맥카테타제거 100

식이
기도삽관제거 6시간 후부터 물 섭취 90

이후 죽(고단백 식이) 90

대기실에 계시면 회진 후 주치의를 만날 수 100

항목 수술일/수술 후 타당도

환자평가 체중, 신장,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측정 100

검사 필요한 혈액검사, 심전도, 가슴사진 촬 100

투약

처방에 따른 약물투여 100

필요시 진통제 투여 100

수액주사 유지 100

식이 금식 100

설명 및 교육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합니다. 100

마취에서 깨어나면 중환자실 안내를 받습

니다. 
100

중환자실에는 인공호흡기, 각종모니터링, 약

물요법 등 집중 치료를 받게 됩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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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교육 

있습니다. 

환자 면담은 오전 12시부터 10분간이며 보호

자 1인만 가능합니다. 
100

합병증 예방을 위해 기침과 심호흡을 해야 

합니다. 
100

침상안정 시 수술 부위 다리는 상승시킵니

다. 
100

빠른 회복을 위해 침상에서는 팔다리 운동을 

하도록 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도록 합니다. 
100

항목 수술일/수술 2일째  타당도

처치 수술부위소독 100

투약 처방에 따른 약물투여 100

식이
죽(고단백) 100

일반식(고단맥) 80

설명 및 교육

일반병실로 이동합니다. 100

기침과 심호흡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100

보호자 부축 하에 침상주변의 보행 및 휠체

어를 이용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100

탄력스타킹을 착용합니다. 100

흉관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통에 있는 

액이 역류되지 않도록 통을 흉관삽입부위보

다 높이 올리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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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술일/수술 3일째 타당도

환자평가 일반식(고단백) 100

설명 및 교육

보호자 부축하에 병동내를 걷습니다(5회) 100

심장외과에서 심장내과로 주치의가 바뀝

니다. 
100

항목 수술일/수술 4일째 타당도

설명 및 교육 혼자서 병동 내를 걸어봅니다. 100

항목 수술일/수술 5일째 타당도

투약
주사항생제에서 경구용 항생제로 바뀝니

다. 
100

설명 및 교육

주치의로부터 퇴원이 결정되면 전일퇴원

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100

진단서를 원할 경우 퇴원 전에 미리 담당

간호사에게 말 하십시오
100

항목 수술일/수술 6일째 타당도

설명 및 교육

심장혈관병원 원무과(2층)에서 퇴원 수납 

후 간호사실로 가십시오
100

담당간호사로부터 외래예약, 혈액검사, 퇴

원약 및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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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서비스 제공자용 예비 표준진료지침

항목 입원일 수술전날 수술일 POD#1 POD#2 POD#3 POD#4 POD#5 POD#6

검사

<Routine>

-혈액검사

<Routine>

-SMA, Electro

-CBC,WBC, Plt

-PT,PTT

-Echo, EKG

-각종 Lab검사 및 결과 확인

-EKG, Chest PA

-각종 Lab검사 및 결과 확인

 (주로 수술 당일과 동일)

-EKG , Chest PA

-S-G Cath 제거시 Tip Cx

-각종 Lab

-Chest PA

-EKG(검)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검

사 실시

식이 Gen(LF,LC) MN NPO NPO
-Extubation 6시간후부터 S.O.W

-Soft(HP)

Soft(HP)

Gen(HP)
Gen(HP)

약물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수술전 Prep 확인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및 용량조절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및 용량조절

-EKG 검사 결과에 따른 

β-blocker 용량조절

-항생제 변경

 (IV Orall Medi)

-퇴원 결정

-퇴원약 처방

의뢰 마취과 협진 결과확인 심장내과(Transfer in)

사정

항목

<Routine>

-간호력

-신체검진

-신장/체중측정

-V/S check

-흉통사정

-V/S check

-신장, 체중 측정

-V/S,  I/O  check

-Urine hourly check

-Cardiac Output 관찰

-환자 상태 관찰

  의식상태 ,  사지 움직임 

  부종 ,   수술부위

  피부상태 ,  말초 맥박, 순환

  통증 ,  삽입된 관 상태 등

-Cardiac Output측정 

-V/S, I/O check

-수술부위 사정

-욕창 여부 확인 및 사정

-V/S, I/O check

-환자상태 관찰

-수술부위 사정

-stool passing 확인

-V/S, I/O check

-환자상태 관찰

-수술부위 사정

-V/S check

-환자상태 관찰 

  (빈혈 등)

-수술부위 사정

-V/S check

-수술부위 사정

-V/S check

-수술부위

 사정

처치

필요시 

NTG 10T prep

흉통이 있을경우;

-심전도

-CK-MB

-O2 2L/min흡입

-Chest PA

<Prep>

-F/F/P 5ū /-F/P/C 5ū

-AXM, ABO screening

-Get op permission

 (보호자, 환자)

<저녁>

-Shaving

-Glycerine Enema

-Tub Bath

-Betadine Scrub

-EKG Monitoring

-Ventilator / -Suction

-심부체온 측정

-PAP, CVP monitoring

- Cardicac Output 측정

-Partial Bath

-필요시 External Pacing

-Extubation & 50% Mask, 

 비위관 제거

-S-G cath 제거

-PAP, CVP 모니터 제거

-수술부위 Dressing

-Nasal O2 3l/min

-유치도뇨관 제거후 자연배뇨 확인

-수술부위 Dressing -수술부위 Dressing -수술부위 Dressing -수술부위 Dressing
- 수 술 부 위    

Dressing

활동 병실내 안정

-ABR

-수술부위 다리 상승

-antiembolism Stocking 적용

-팔다리 운동 /혼자서 식사
-보호자 부축하에 병실 

보행(침상주변)

-wheelchair 이용 보행

-보호자 부축하에 병동

내 걷기(5회이상)
-혼자서 걷기

교육

퇴원

계획

-병실OT(병실안내서)

-NTG prep 및 복용법

-수술전교육(protocol)

-ICU Orientation 제공(환자,보호자)

-Extubation 후 기침, 심호흡을 통한 

객담배출 격려 

-보호자에게 환자상태 설명

-inspirometer 운동 격려

-고단백 식사의 중요성

-조기이상의 중요성

-안정시 수술부위 다리 상승

-흉관 및 bottle 관리법

-I/O 측정 방법설명 및 변기용기제공

-일반 병동 생활 안내

-약물 용량 조절시 

 투약교육
 

-퇴원결정(주치의)

-퇴원 교육:

     정상회복 과정

     보고해야할 증상

     약물 교육

     식이요법

     활동 수준

-외래 방문일 

검사 및 퇴원

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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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교육용 예비 표준진료지침

입원일
수술전날

수술일
수술 1일째 수술 2일째 수술 3일째 수술 4일째 수술 5일째

수술 6일째

(퇴원일)입원전 입원후 수술 전 수술 후 

환자

평가

체중, 신장, 혈압, 맥박, 호흡, 체온측정                                                                               

*통증 및 자연배뇨 확인

 (유치도뇨관 제거후)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가슴사진 촬

*항생제 피부 반응검사

*심전도 촬

*필요한 혈액검사,심

전도,가슴사진 촬

*필요한 혈액검사, 심전

도, 가슴사진 촬

처치

*관장

*수술부위면도와 목욕

(손,발톱,메니큐어지움)

*수술부위 베타딘 피부

소독

*속옷을 벗고 환

의만 입습니다(장

신구, 의치,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

기, 가발 제거)

*기도삽관 제거 후 산소 

흡입

*유치도뇨관, 정맥 카테터 

제거

*수술부위 소독

투약

항혈전제는 수술 

1주일전부터 복

용을 중지

기존의 약복용

(항혈전제 제외)

*기존의 약복용

*수면제 복용

*수액정맥주사

*항생제

 마취유도제 투여

*처방에 따른 약물투여

*필요시 진통제 투여

*수액주사 유지

*처방에 따른 약물투여 *주사항생제에서 

경구항생제로 바뀝

니다. 

식이

저지방저콜레스

테롤 식이

*자정이후 금식 *금식 *금식 *기도삽관 제거 6시간후

부터 물 섭취

*이후 죽(고단백식이)

*죽(고단백)

*일반식(고단백)

*일반식(고단백)

설 명  

 및

교육

*입원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

약서를 작성합니

다. 

*입원장을 받은 

후 병실로 가십

시오

*병실안내를 받

습니다.

*inspirometer를 

제공받아 심호

흡 연습을 합니

다. 

*담당의사로부터 수술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술실은 심장혈

관병원 7층에 있

습니다. 

*담당간호사가 수

술 전 처치를 마

치면 수술실로 직

원이 모시고 갑니

다.

*보호자분은 수술

실 앞 보호자대기

실 또는 병실에서 

기다리십시오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면 

중환자실 안내를 받습

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인공

호흡기, 각종모니터링, 

약물요법 등 집중치료

를 받게 됩니다. 

*대기실에 계시면 회진 

후 주치의를 만날 수 있

습니다. 

* 환자면담은 오전 12시

부터 10분간이며 보호자 

1인만 가능합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 기

침과 심호흡을 해야 합니

다. 

*침상안정 시 수술 부위 

다리는 상승시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침상

에서는 팔다리 운동을 하

도록 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도록 합니다. 

*일반병실로 이동

합니다.

*기침과 심호흡을 

자주 하셔야 합니

다. 

*보호자 부축 하에 

침상주변의 보행 

및 휠체어를 이용

한 운동이 가능합

니다

*탄력스타킹을 착

용합니다.

*흉관은 빠지지 않

도록 조심하시고 

통에 있는 액이 역

류되지 않도록 통

을 흉관삽입부위보

다 높이 올리지 않

도록 주의 합니다. 

*보호자 부축

하에 병동내를 

걷습니다(5회)

*심장외과에

서 심장내과로 

주치의가 바뀝

니다

*혼자서 병

동 내를 걸

어봅니다.

 

*주치의로부터 퇴

원이 결정되면 전

일퇴원에 대한 설

명을 듣습니다. 

*진단서를 원할 경

우 퇴원 전에 미리 

담당간호사에게 말

하십시오

*심장혈관병

원 원무과(2

층)에서 퇴

원 수납 후 

간호사실로 

가십시오

*담당간호사

로부터 외래

예약, 혈액

검사, 퇴원

약 및 퇴원 

후 주의사항

에 대해 설

명을 듣습니

다. 

*환자상태에 따라 치료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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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ffects of Critical pathway fo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CABG) 

Soo Young Ha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 Directed by Professor Seung Hum Yu,M.D.,Ph.D )

This study is the basic work to maintain the part of present management 

of patie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management through continuous and 

consistent management of patients, to raise effectiveness of expense, and 

to try to estimate the effects of critical pathway developed through 

multidimensioinal approach for the patients who undergo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CABG) due to coronary heart disease known to one of 

causes to make the medical expense rise up. 

The method of this study is made of the preparatory critical pathway for 

the medical service offerers' version and training version for patients 

services through the study of references and medical record. After 

evaluating expert validation and in service validation regarding the estimate 

items of contents of the preparatory critical pathway,  the length of sta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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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erage treatment expenses are estimated with appling the new critical 

pathway for CABG.

More specific study result will be referred in the following. 

1. The vertical columns of critical pathway table include 8 items; test, 

diet, medication, request, activity, circumstance, treatment, 

education/discharge plan, and the horizontal columns are for admission 

to discharge; admitting date, operation eve, operation date, number of 

days after operation, the length of after operation. 

2. With analyzing 43 references and medical record for the preparatory 

critical pathway, new critical pathway is made out classifying between 

the medical service offerers' version and training version of patients 

service. Total length of stays are decided to 9 days. The content items 

of medical service offerer's version are made of 15 test items, 8 diet 

items, 11 medication items, 2 request items, 29 circumstance items, 3 

treatment items, 9 activity items, 22 education/discharge plan items.  

The items of the training version of patients service are made of 2 

patient's evaluation items, 7 test items, 7 treatment items, 11 

medication items, 9 diet items, 27 explanation and training items. 

3. As the result of the expert validation regarding the each items of 

preparatory critical pathway, in the medical service offerer's version over 

all the contents are reached to agreement of 80%, correcting part of 

one item and adding one item. In the training version of pati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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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reached to 80% of validity. 

4. From June 5 to July 15, 2004, Five patients who underwent CABG 

evaluated in service validation. The average length of stay was 10.2 

days and one patients of participants was discharged on the expected 

date, and three patients are discharged on the ninth day after the 

operation. On the contents of diet, medication, request, circumstance, 

treatment, education/discharge plan, medical services had expected 

procedure, and there were corrections in treatment and activity 

contents. In the case of the training version of the patient service, all 

of the items were processed as the expected procedure. 

5. In evaluation of both experts validation and in service validation of the 

preparatory critical pathway, there were corrections or additions; one 

item from treatment items, two items from test items. In evaluation of in 

service validation, one item of test items was corrected.

6. The final critical pathway of CABG is developed: one for the medical 

service offerers and the one for the patient service training.  Critical 

pathway for the medical service offerers is made of 15 test items, 8 

diet items, 11 medication items, 2 request items, 29 circumstance items, 

31 treatment items, 9 activity items, 22 education/discharge plan items.  

Critical pathway for the patient service training is developed with 2 

patients' evaluation items, 7 test items, 7 treatment items, 11 

medication items, 9 diet items, and 27 explanation/education items.

7. For the evaluation of effect of new critical pathway, the experi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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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29 participants of the study on July to November, 2004, and the 

controlled group, 43 participants of the study on July to November, 

2003 used for the analysis of medical record are applied by t-test, 

retrospective disparity design for unequal subjects. As a result, the 

average length of stays were decreased two days which was 

insignificantly, and the average medical expense was decreased into 

975,757(₩) which was significantly low.

Since just one university hospital was used as a study object to develop 

critical pathway and analyzed the effects, it was difficult to generalize from 

the study result.  However, it was evaluated that the study was effective 

because the decrease of medical expense has a significant difference as a 

result of applying critical pathway for the patients who underwent CABG.

Critical pathway for CABG is developed to pursue the quality 

improvement and expense effectiveness, and to offer the efficient medical 

service through continuous and consistent patients management.  Therefore, 

critical pathway would be applied as a basic materials for other diseases 

and for development of critical pathway for the diseases.     

Key Words : CABG critical pathway, Quality improvement, Expense effectiveness


	차 례
	차 례
	표 차 례
	부록차례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용어의 정의

	Ⅱ. 문헌 고찰
	1. 사례관리와 표준진료지침
	2.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를 위한 표준진료지침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2. 연구 방법 및 절차
	3. 자료 분석방법
	4. 연구의 제한점

	IV. 연구결과
	1. 관상동맥 우회술 예비 표준진료지침 작성
	2. 예비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타당도 검증
	3. 관상동맥 우회술 최종 표준진료지침 개발
	4. 개발된 표준진료지침 효과 평가

	V. 토의
	1. 연구 방법에 관한 논의
	2. 연구 결과에 관한 논의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초록

